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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밀함과 신뢰성을 가진 유제품 분석 장비  

Bently DairySpec FT   

Bentley의  NexGen 시리즈는 지방, 단백질, 락토오스를 포함한 유

제품 성분 분석을 위해  고도의 정밀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유제품 실험실과 가공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도록 고안되었습

니다. 엄격한 설계 원칙과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제작된 

DairySpec FT는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술   

Bentley 의 DairySpec FT 분석기는 성분 분석을 위해 우유 샘플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최대한 포집하는 산업용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혹은 FTIR)를 이용합니다. 최대한 모은 

스펙트럼으로 각각의 특정 성분의 스펙트럼 특징에 따라 

calibration합니다.  차후에 다른 calibration 할 때 데이터를 불러내  

사용 할 수 있도록  적외선 스펙트럼은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장비의  표준 방침  

30년 넘게 Bentley Instrument는 정확하고 우수한 우유 분석장비

의 선두주자였습니다.  1983년에 설립되어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

진 혁신적인 유제품 분석 솔루션을 개발시키며 명성을 지켜 왔습 

니다. 

웹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 모니터링과 진단분석부터 현장지원 및 

전화지원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현

대의 유제품 가공설비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기 운영에 무엇이 필

요하든, 실험실이 어디에 있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DairySpec FT는 정밀하고 정확한 유성분 분석기기입니다.  우수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 사용이 쉽고 신뢰성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특징 

• 터치 스크린 화면으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 윈도우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동시 컨트롤, 데이터 수집, 분석, 저장과 

  보고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 Interferometer는 레이저값을 참조하고 밀봉된 온도 규제 optical deck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 내부 가열 탱크는 자동 세척과 자동 0점 보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 Optical deck은 중적외선 스펙트럼 전체의 에너지 흡수 분석을 정밀하게  

   해줍니다.  

• 통합형 샘플 히터는 차가운 제품 분석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 Laser drilled pipette이 주입구에서 샘플을 필터링합니다.  

• 앞쪽 LED 는 장비상태와 작동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표시해줍니다.  

 



네트워크 방식의 설계로 직접 

접속과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샘플이 주입이 편리합니다.  

DairySpec FT의  최신 분석 기술 

 

Bentley의 DairySpec FT는 윈도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

로 컨트롤 됩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사용이 쉽고 간편

합니다.  세련된 데이터 전송방식, 보고 기능 과 네트워크 

접속능력으로  기계와 떨어진 곳에서도 장비 상태를 모니터

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진단방식으로 샘플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처리 중에 진단 값이 저장되

기 때문에  

추적 장치로 데이터 수집 시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FTS optical deck은 임계온도, 펌프의  특징적 압력곡선, 

습도, 공기압력 등을 확인합니다.   

 

옵션장치들로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접속으로 

기존 시스템에 호환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분야  

주로 유제품속의 지방, 단백질, 락토오스, 고체와 다른 성분

을 측정합니다.  유제품의 개별 테스트를 실행하는 정밀하

고 신뢰성 있는 장비를 요구하는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중-적외선의 DairySpec FT는 

속도, 정확성, 신뢰도를 염두해 두고 고안되었으며 

Interferometer는 연구용 분광계를 근거로 한 산업용 모듈

입니다.  더욱 더 세밀한 우유분석을 원하는 고객이나 법령 

제정자 분들의 요구에 맞춘  메트릭스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에도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시켜왔습니다.  



원격 진단 기능 

웹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장소에 있는 기기에도 Bentley 장비를 엑세스해서 분
석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우유 품질 분석과 보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진단 정보과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맟춤형 분석 보고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유 구성물질 측정을 위한 원 데이터의  
FTIR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한 다변수의 calibration 알고리즘이 구
성 정보를 얻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차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이 영구 저장되
고 더 많은 분석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측정값, 배치, 샘플 식별을 포함
하여 샘플의 자세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여주
고 있습니다.  

각 샘플마다  실시간 진단정보가 제공됩니
다. 적외선 스펙트럼과 펌프압력 변화가 보
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상단의 탭 선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calibration 샘플용 참조 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강력한 펌프 시스템으로 원재

료나 완제품과 점성이 높은 제

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잘 밀봉된 분광계는 흔히 발생하

는 샘플 건조현상을 방지합니다. 

미래 사용까지 고려하는 우수한 우유 분석을 제공하는 DairySpec FT 
 

현재의 우유분석뿐 아니라 잠재적인 새로운 calibration까지 제공함으

로써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DairySpec FT의 핵심은 우유 샘플속에 적외선 스펙트럼을 최대한 흡수

하는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 혹은 FTIR)입니다.   스펙트럼을 

최대한 모아줌으로써 각각의 특정 구성물질의 스펙트럼 성질에 기초

해 calibration 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다른 

calibration을 언제라도 다시 불러내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지거나 데이터 포인트는 외부 프로그

램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엑세스 방식으로 후에 중요도가 높

아지는 새로운 성분의 측정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calibration 개발은 

Bentley 장비와 결합하거나 사용자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

습니다  

DairySpec FT의 Optical deck은 향샹된 온도 안정성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봉된 봉지속에 들어있습니다.  밀봉된 deck속에 공기는 

밖으로 펌핑되어 나가고 진공상태로 남게 됩니다.  밀봉과 공기 제거로 

습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샘플 건조 현

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통제하는 유동 탱크가 있어서 우유 

샘플의 테스트 후 셀, 파이펫, 라인들을 자동으로 세척할 뿐 아니라 기

기에 정기적이고 자동화된 zero scan을 공급합니다.  

 

Bentley의 모든 적외선 우유 분석기들처럼 DairySpec FT도 IDF11C : 

2000 기준과 우유 성분 분석에 요구되는 ICAR 기준을 준하며 승인된 

AOAC 방법을 사용합니다.   


